
한 중동경제교류 현실과 과제5. -

실크로드 를 통한 교역가능성 남북통일의 전 단계인 경제협력에서도 큰 역할(Silk Road) ,①

상품수출에 주력해야 예 인삼의 비교우의: )②

중동의 거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 를 발견할 수 있다 원산지가 에티오피아로* < > .

알려진 무궁화가 이란의 쉬라즈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발견되는 점은 향후 이에 대한 이동상황,

연구에 따라 한 중동간 교류사도 보다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- .

아울러 태극 문양도 이란의 쉬라즈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주역 의 전파에 관한 연구 또한< > , < >

한 중동교류사에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예멘 의 그림전시회에서 태극문양을 발견했을때의- . < >

감격은 잊을 수 없다.

중동에서의 발견*

터키 이스탄불 모자이크 박물관 쇼핑센터에서 한복 색동문양1.

예멘 그림전시회에서 태극문양2.

터키 고고학박물관 앞의 무궁화3.



* 행운의 아라비아 예멘 솔로몬과시바여왕의나라(Araba Felix), (Yemen):

한국인에게 있어서 예멘은 년대에 통일을 이룬 아라비아의 오지 아니면 가난1990 ( )奧地

한 아랍국가 정도로 알려져 있다 수천 년의 시공 을 뛰어 넘은 이 순간에도 잠비아의. ( )時空

매혹 에서 한국인의 숨결을 느끼며 예멘의 신비에 사로잡힌 나는 세기의 새로운( ) ‘ ’ , 21魅惑



예멘에 매료되었다 잠시 동안 분열의 아픔이 통일로 하나 된 예멘의 잠재력이 그것이다. ‘ ’ ‘ ’ .

예멘은 석유 수산 관광 등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천혜의 항구 아덴이 세계사의 새로, , ‘ , ’

운 주역으로 등장할 것이며 각양각색의 뿌리깊은 건축 문화 예술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, , ,

있는 예멘은 분명히 새 시대에 문화대국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‘ ’ .

우리는 년 월 남북정상회담을 고비로 아직 국민적 합의를 못 이룬 채 금강산 관2000 6 ‘ ’ ‘

광 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이 간헐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더 더욱 자회담의 덫에’ ‘ ’ . ‘6 ’

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변국 일본에게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로 발, ‘ ’ ‘ ’

목이 잡혀있는 상태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. .

뉴 실크로드와 한국6.

문명의 길 로서의 세기 뉴 실크로드“ (The Civilization Road)" 21☐
“뉴 실크로드 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년 이후인 비교적(The New Silk Road: NSR)” 2000



최근의 일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년 미 테러사태 이후 중국의 부상과 아랍산. 2001 9/11

유국들의 오일머니가 근간이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사태는 아랍의 자금이 미국으로. 9/11

부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 중동의 국부펀드 와 고유가로 인한 막대. (SWF)

한 오일머니는 투자출구를 아시아에서 찾았고 이 과정에 중앙아시아의 파이프라인은 에너,

지수송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교역증대에 따른 육로교통망 확충은 특히 철도. -

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를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부상시켰다- .

중동산유국들은 이 길에서 오일달러를 투자할 장소를 모색하게 되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에

너지 공급처의 확보와 그들이 생산한 재화의 상품시장을 찾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교역.

로는 과거 세기 이후 중단되었던 기존의 실크로드와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이 길은 새17 . “

로운 실크로드 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의 수송” ,

로라는 차원에서 에너지 실크로드 라는 개념으로 불리고 있다 중앙아시“ (Energy Silk Road)” .

아에 걸쳐있는 뉴 실크로드 의 대부분 지역은 년대까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다 에“ ” 1990 .“

너지 실크로드 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까지 원유와 가스개발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” ,

아프가니스탄전쟁 이후 일본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 인도 및 이란과 함께 최근 경(EU, ) ( , )

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간의 이권쟁탈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.

에너지 실크로드☐
철의 실크로드☐
금융실크로드 ---☐

뉴 실크로드 는 단순히 에너지자원을 포함한 재화의 교역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“ (NSR)”

라 이념 종교 문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교류가 동서양간에 이루어지는 곳이다, , . NSR

은 동양의 지식과 지혜를 전파하며 서양의 발전된 기술과 부 를 전달하기에 현대문(wealth)

명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하다 오늘날 라는 말은 비단길 이라는 의미를 넘어 동서. Silk Road “ ” “

교역로 라는 확대된 의미 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고유명사에서 보통명사로 변했다 따” “ ” . .

라서 뉴 실크로드 라는 말도 새로운 의미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이러(The New Silk Road" .

한 의미에서 필자는 뉴 실크로드 를 세기의 문명의 길“ (The New Silk Road) 21 “ (The

이라 정의 한다Civilization Road) .

☞ 문명의 길 로서의 세기 뉴 실크로드“ (The Civilization Road)" 21 :

http://hopia.net/hong/file/silk.htm 참조#31 .

세기유전개발로 거대한오일머니축적20□

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 유럽인들의 지중해 교역권 장악으로 아랍경제는 쇠퇴- 18

아랍인들은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유목생활 과 농업 에 의존하던 생활- < > < >



이란에서 년 최초로 상업적 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어 중동경제는 활기- 1908

년대에는 아라비아반도에서 석유개발 시작- 1930

년 성립 년 성립- 1960 OPEC , 1968 OAPEC

년 제 차 석유위기 발생 석유무기화 년 제 차 석유위기- 1973 1 < >, 1979 2⇔

년대 고유가로 중동 붐 오일머니 의 축적- 1970 “ ”, < >

년대 특히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두바이 붐- 2000 , “ ”

년대 대규모 국부펀드 형성과 해외투자- 2000 < >

년 현재 배럴당 달러 이상의 고유가 지속- 2011 100

제 차 석유위기시인 년 유가상승으로 석유수입이 증가하였던 은 그 이후- 2 1979 OPEC

년대 저유가 시대를 거쳐 년 이후 다시 고유가시대로 돌입했다1980-1990 2000 .

고유가의 영향은 산유국들에게 막대한 오일머니 축적의 기회를 주었고 이러한 오일달러는- ,

현재 세계금융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.

그 힘은 이슬람금융과 국부펀드의 자본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- .

세기에 들어오면서 특히 년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걸프산유- 21 , 2003 ‘ ’

국들의 석유수입 증대는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활발한 투자는 물론 유럽 및 미국 증( )石油收入

권시장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.

뉴실크로드 문명의 길 에서 중동의역할3) ( )



에너지 실크로드[Map ] (Energy Silk Road



지도 동서 철도 및 해상교통망 철의실크로드[ ] :

출처 위키백과: , More ▶ 위키백과, 시베리아횡단철도(TSR),Trans-Asian Railway Network,

History of years. cf. 아시아 고속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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